태어나서 기저귀 뗄 때까지!

올인원기저귀 출시

www.babyan.co.kr

밤에도 낮에도 걱정없이 하나로!

인증마크 KC획득

ISO 9001
ISO 14001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청장수상

특허청장수상

산업통상자원부수상

서비스고객만족대상

역류방지
특허기술

올인원기저귀 2.0

올인원기저귀 3.0

(수영장 기저귀)

인스타그램 & 카톡 플러스친구

팔로우 + 친구추가 더블이벤트!

아기&유아 수영복

99%

국내 최초! 세척, 재사용 가능한 기능성 제품 자외선 차단
일회용 수영장 방수기저귀 없이 단독착용 가능

이벤트 적립금

\

3,000

수영장 세트 레모니

수영장 세트 크리미

이벤트 참여 모든 고객
3,000원 적립금 증정
세트 구매 시
더스트백 증정
이벤트 내용 자세히 보기 베이비앙 홈페이지 ⇒ 이벤트페이지 ⇒ 친구추가 더블이벤트

베이비앙 천기저귀 & 기저귀 커버
처음기저귀 (권장수량 5 ~ 10장)
순면100% 3중 거즈 원단의 짓무름 없는 통풍형기저귀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천기저귀 입문형 으로 좋음
사계절 사용 / 배꼽케어 / 입체패턴 / 2단계 스냅

콤팩트기저귀 (권장수량 10 ~ 15장)
땅콩기저귀 업그레이드 버젼 콤팩트 기저귀
통풍형 / 높은 흡수성 / 가벼움 / 체온유지 / 건조력
베이비앙 기저귀 커버와 함께 사용 권장

팬티기저귀 (권장수량 3 ~ 4장)
신개념 팬티형 천기저귀, 팬티처럼 쉽게 입히고
쉽게 벗길 수 있고, 스냅단추로 4단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성장에 맞게 착용가능

수영장 세트 하트 브라운

수영장 세트 하트 챠콜

수영장세트 도트

베이비앙 배변훈련팬티
3중 · 4중 배변훈련 팬티 (권장수량 4장)
3중 방수 혹시나 실수해도 안심하는 팬티
4중 방수 스스로 배변습관을 들이는 팬티

5중 · 6중 배변훈련 팬티 (권장수량 4장)
5중 방수 배변 훈련을 활발하게 배우는 팬티
6중 방수 훈련 기간을 앞당겨 시도하고 싶은 팬티

팬티형 방수 커버 (권장수량 2 ~ 3장)
배변훈련팬티 위에 덧입을 수 있는 팬티 형태의
방수커버 제품으로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

올인원(AIO)기저귀 (권장수량 3 ~ 4장)

올인원 2.0

올인원 3.0

태어나서 기저귀 땔 때까지 사용 가능, 역류 방지 시스템
올인원 2.0 : 기저귀 + 커버 일체형, 사이즈 조절 스냅
올인원 3.0 : 밤에도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형

베이비앙 무형광 세탁망

입체형 기저귀커버 (권장수량 2 ~ 3장)

무형광 세탁망 5종 세트 (사각,원형)

기저귀커버 업그레이드 버젼 입체형 기저귀커버
강력한 방수기능 / 우수한 통기성 / 몸에 딱 맞는 입체형
천기저귀와 커버가 맞닿을 때 미끄러지지 않음

신생아 의류는 오가닉, 순면 등 옷감이 약해 세탁 시
손상되기 쉽고 특히 유아 시기는 형광 물질에 취약하여
세탁망 사용이 꼭 필요, 이염 방지 및 원단 보호에 탁월

SNS 공식 계정 365일 오픈!
이벤트 참여하고 빵빵한 사은품 받아 가세요!

@babyan_official

베이비앙

네이버 톡톡

베이비앙

베이비앙 손수건 & 타올

베이비앙 출산의류 & 잡화

순면 손수건 (권장수량 30 ~ 40장)

배냇저고리 (권장수량 2 ~ 3벌)

가 제 얇아 입안을 닦을 때 사용
엠 보 도톰하여 몸을 닦을 때 사용

우리 아기 첫 옷으로 1 ~ 3개월 착용
(배꼽 아래는 속싸개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대나무 손수건 (권장수량 10 ~ 20장)

배냇가운 (권장수량 2 ~ 3벌)

높은 흡수성 / 향균성의 기능으로
스킨터치감이 부드러움

우리 아기 첫 옷으로 1 ~ 3개월 착용
밑단이 길어 발까지 덮어 피부를 보호

오가닉 손수건 (권장수량 10 ~ 20장)

보낭형 슈트 (권장수량 2벌)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유기농 면 100%
목화 원료로 아토피나 민감한 피부의
아기에게 자극 없이 사용

속싸개처럼 몸을 감싸주는 보낭 스타일,
외출 시에는 슈트로 변형하여 바디슈트
또는 우주복처럼 활용

캐릭터 손수건 (권장수량 10 ~ 20장)

우주복 (권장수량 2벌)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형광 손수건으로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 도톰하고 부드러움

전체 커버형 스타일로 기저귀 갈이가
편리하고 배앓이 방지에 도움

행키빕-똑

똑딱이 단추
함께 턱받이

행키빕-똑딱이 손수건 (권장수량 5장)

바디슈트 (권장수량 2벌)

똑딱이 단추가 있어 기존 손수건 기능과
함께 턱받이 용도로도 사용 가능

기저귀 교체하기 편리하여
기저귀를 뗄 때까지 많이 착용

대나무 세면타올 (권장수량 5장)

내 의 (권장수량 4 ~ 5벌)

대나무 섬유 100%로 부드러운 터치감과
뛰어난 향균성으로 아기 피부 보호

아기가 종일 착용하는 상·하의, 기저귀 와
함께 입어도 넉넉하여 착용감이 좋고 편안함

순면 목욕타올 (권장수량 2장)

속싸개 (권장수량 2 ~ 3장)

순면 100%로 목욕 후 아기의 체온 보호를 위해
몸을 모두 감쌀 수 있는 큰 사이즈의 타올

신생아를 감싸주는 용도로 좋으며,
생후 1개월 이후에는 목욕타올 /
유모차 덮개 등으로 사용 가능

순면 미니타올 (권장수량 4장)

턱받이 (권장수량 2개)

순면 100%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한쪽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어 어린이집 타올로 적합

수유 및 이유식 할 때 아기의 침이나
음식이 옷에 스며드는 것을 예방하고,
24개월 이상까지 사용 가능

모 자 (권장수량 2개)

베이비앙 외출용품 & 침구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도우며 외출 시
연약한 피부를 보호

방수요 (권장수량 1 ~ 2장)

손 · 발싸개 (권장수량 2개)

특대형 침대나 매트에 밴드로 고정 가능
대 형 이동이 용이, 거실 매트나 낮잠패드
미 니 휴대성 좋음, 외출 시 기저귀 갈 때 유용

아기가 손톱으로 얼굴을 긁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6~7개월까지 착용

블랭킷 (권장수량 2장)
낮잠 이불 / 이불 대용 및 유모차 햇빛
가리개로 유용하며 사계절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

스카프빕 (권장수량 2 ~ 5개)
무형광 순면 100% 원단을 사용하여 아기
피부와 목을 보호하며 양면이 사용 가능

입체 마스크 (권장수량 1 ~ 2개)
미세먼지 / 황사로부터 보호하며
입체적 디자인으로 착용감이 편하고
무형광 순면 소재로 안전

아기띠 침받이·바디침받이 (권장수량 2개)
아기 띠로 인한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며
아기 침을 흡수하여 위생적

수면 조끼 (권장수량 2벌)
이불을 덮기 싫어하거나 수면 중 이불을
차버리는 아기들을 위한 배앓이 방지와
포근한 잠을 도와주는 입는 이불

앞치마 세트 (권장수량 1 ~ 2개)
아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위생적이며 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는
프리미엄 앞치마 세트

방수 턱받이 (권장수량 1 ~ 2개)
식사, 세수, 놀이 시간 등
아이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위생적인 방수 턱받이

베이비앙 출산 선물세트

무릎 보호대 (권장수량 1개)
기어 다니거나 걷기 시작할 때 보호하기
위한 아이템이며 고급 쿠션과
망사 조직으로 신축성이 뛰어남

아기에게 안전한 쇼핑몰
www.babyan.co.kr

교환 및 반품 안내ㅣ교환 및 반품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품의 라벨(텍) 제거 및 손상 / 세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 방법ㅣ접수는 베이비앙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환 및 반품 주소ㅣ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3 한진택배 물류창고 본관 5층 (주)펀비즈
고 객 센 터ㅣ070-7726-9933~4 ( 토·일요일 / 공휴일 / 점심시간은 상담이 불가능 하오니 베이비앙 본사 쇼핑몰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